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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3 회 MINERVA 사 업 계 획 발 표 회
【2020 년 12 월 8 일 （화 ) 개 최 장 소 ：이 와 사 키 학 원 （신요코하마 1 호관 8 층）】

1. 주식회사 마인드시프트 대표자 柏木 宗利 氏 (http://www.mindshift.co.jp)
발표자 AI 영업부 매니저 高倉 正道 氏
【주소】 도쿄도 츄오구 신카와 1-16-4 VORT 가야바쵸 이스트 9F 【설립】 2007 년 2 월
【자본금】 53,000 천엔
【사업 개요】 지자체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AI 를 사용한 챗봇 서비스, 독자개발 엔진을 이용한 서비스
전개 ・추론 엔진 ・유사 문서 검색 엔진 ・AI 챗봇
【코멘트】 이 회사 제품의 장점은 ①FAQ 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단
시간 도입 사례는 6 시간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지자체에서도 도입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간단한 도입 및
유지보수가 강점입니다.②그리고, 사용하면 할수록 현명해 진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는 자금을 투입하여 본격적으로 판매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생각하므로, 판로선 소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 주식회사 FURREX 대표자 大松 洌 氏
발표자 엔지니어링&레귤러토리 매니저 宇野 宏志 氏
고문 横山 聡 氏
【주소】 도쿄도 미나토구 도라노몬 3-1-12 미즈노빌딩 4F 【설립】 2000 년 3 월 【자본금】 60,005 천엔
【사업 개요】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와 관련된 호흡기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기술 컨설팅 - 의료기기로의 기술 응용에 대한 어드바이스와 서포트.
・약사 컨설팅 - 약기법 적합요구에 근거하여 의료기기의 품질·안전관리와 기업체제 구축의 어드바이스와 서포트.
・인공호흡기 및 인공코와 관련된 특허를 이용한 새로운 타입의 인공호흡기, 스트레스 완화에 이용하는 컨디션 개선
디바이스를 취급할 예정. 공존과 조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에 공헌하는 제품의 개발.
・특히 일본의 첨단기술을 의료에 활용하는 의료기기 개발.
【코멘트】 인공호흡기는 일본국내 생산이 42%로,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인공호흡기 관련 제품(인공코
등)의 국내 생산은 4% 이하로, 앞으로 절박해질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인공코라는 것은 일반 인공호흡기는
가온・가습이기 때문에 가온・가습기가 필요하지만, 인공코를 장착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이 회사의
인공코는, 흡기를 재이용한 가습, 필터 기능에 추가로, 가온 기능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주식회사 메디오텍 대표자 松本 秀守 氏 (http://www-mediotec.co.jp)
【주소】 도쿄도 신주쿠구 신주쿠 1-28-11 코스기빌딩 8F 【설립】 1996 년 7 월 【자본금】 95,960 천엔
【사업 개요】 전력업계에 요구되는 급격한 변화(세계적인 조류, 기후, 인구 구성의 변동, 신형 코로나의
위협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공장, 점포 등의 저압전력으로의
VPP 구축으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합니다. 25 년동안 길러온 재에너지 전원개발, 전력공급업무,
EMS 기기의 노하우 등으로 실현합니다. VPP 사회 실현을 위해 ①공동 주택용 제 3 자 소유형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솔라쉐어 다이렉트·재해 대책 기능이 있는 주택), ②법인을 위한 제 3 자 소유형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W 제로 전기·ESG 대책 등),③다이나믹 프라이싱으로의 전력 공급, AI 에 의한 수요자 측에서의 제어 등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2025 년 1 월기의 주식 상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코멘트】 VPP 란 Virtual Power Plant 의 줄임말로 가상 발전소를 말합니다. 타사에서 설치하는 태양광 패널은, 주로 단독
주택이 많습니다만 이 회사는 공동 주택 전용으로 설치하므로 경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8000 동, 약 22 만
가구의 안건을 상담 중이라고 합니다. 장래적으로는 IPO 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고 부이사장의 인사】

【감상】 올해 마지막 발표회였습니다만, 약

코로나로 인하여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라면 이동시간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도 참가할 수 있어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 장점도 있습니다.
역시 직접 만나 대화하는 안도감이라던지, 안건에 대하여
약간의 잡담을 하거나, 다른 연결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MINERVA 에서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내년부터 현장
온라인 세미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 될 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
MINERVA 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0 여분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매력있는 기업이 많이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향후 활동 예정 ☆★★☆
세미나와
2 월에는
개최하여
앞으로도

제 224 회 MINERVA 사업 계획 발표회
■일 시：2021 년 2 월 9 일（화） 13：30～16：00
■장 소：학교법인 이와사키학원
신요코하마 1 호관 8 층
NPO 법인벤처지원기구 MINERVA
(주) TNP Partners, (주) TNP On The Road

(주) Threads Of Light
담당 이쿠미

